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윌링앤딜링 전시 참여작가들의 행방

장민승 개인전 <家具八字가구팔자>
Jang Minseung's solo exhibition <hidden track>
2014. 3. 14 - 4. 3

관람객

금호미술관에서는 강석호 작가
가 기획한 <KITCHEN -20세기
부엌과 디자인>전이 3. 20-6. 29
까지 열립니다.

2
대표

최미경

이미혜 작가는 삼성미술관 플라
토에서 7. 24-10. 12까지 열리
는 <spectrum-spectrum>전에
참여합니다.

작가

1
1 │전시장 전경, 스페이스 윌링앤딜링, 3월 14일 - 4월 3일 (사진: 이우헌)
2 │오프닝 행사 장면, 3월 14일
3 │아티스트 토크 장면, 패널 최미경(룸스페이스 대표)와 장민승 작가, 4월 3일

오는 5월 17일 오후 12시부터 8
시까지 심아빈 작가가 참여하는
SSVA의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됩
니다.
위치: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
2020 (2.4호선 사당역 6번출구)
또한 5. 15-8.27까지 경남도립
미술관에서 열리는 <프리즘,
백남준과 뉴미디어 아트>에 심아빈
작가가 참여합니다.

3

한성우 작가가 3. 31-4. 15에 이화
익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단체
전 <Who's room>에 참여했습니
다.

미디어시티서울 2014에 최승훈+
박선민 작가가 참여 작가로 선정
되었습니다. <귀신, 간첩, 할머
니>를 주제로한 어떤 작업을 보여
줄 지 기대해봅니다.
진효숙 작가는 광주국립아시아
문화전당이 발간한 'forest of
light'의 사진작가로 참여하였습
니다.

장종완 개인전 <황금이빨>
Jang Jongwan's solo exhibition <golden teeth>
2014. 4. 12 - 5. 2
커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<오
늘의 살롱>전에 노은주, 박경률,
한성우 작가가 참여합니다. 전시
는 3.27-5.18까지 진행됩니다.

작가
artist's
wif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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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민승 작가는 제주도 서귀포시
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서광다
원을 배경으로 하는 야외 설치프
로젝트인 APMAP jeju 2014에
작곡가 정재일과 팀으로 참여합
니다. 7.5-8. 31까지
또한 장민승 작가가 정재일씨와
함께 제작한 <상림> 프로젝트는
현재 애플 앱스토어, 구글 플레
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www.sanglim.org(기획. 갤러리
팩토리)

김시연, 허은경 작가가 갤러리
EM 및 리안 갤러리와 함께 2014
년 홍콩 아트바젤에 참가합니다.
2014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최종
후보에 장민승 작가가 선정되었
습니다.
윤병주 작가는 2014년도 제36회
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10인에
선발되었습니다.
장종완 작가가 2014 금호영아티
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.

하얏트 호텔

1

2

1 │'고독한 양치기의 노래' 퍼포먼스 장면 (게이곤조, 현남, 장종완 협업), 4월 12일
2 │오프닝 행사중 많은 관객들에게 축하받고 있는 장종완 작가, 4월 12일
3 │아티스트 토크 행사 장면, 5월 1일
4 │전시장 전경, 스페이스 윌링앤딜링, 4월 12일 - 5월 2일

성도
약국
피자마루

│W&D NEWS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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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이스
윌링앤딜링
남산 3호 터널

박은주 공동대표가 올해 초 첫 손자
를 보았다.
재경단

지난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
김세훈 전 인턴이 2014년 광주비
엔날레 설치팀으로 이직하였다.

│EPILOGUE│

박윤삼 코디는 '월드뉴아트센터'
작업실을 오픈, 윌링앤딜링에서
진행 하였던 '영화의 밤'을 빙자
한 영화 모임을 격주 일요일마다
진행하고 있다.

녹사평역 2번 출구

주소:
140-85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
2동 225-67 B1

이신애 코디는 스웨덴 아티스트
린 순뀌스트의 드로잉을 넣은 패
브릭 가방을 이곳 저곳에서 판매
중이다. 가격은 12000원이다.
(갤러리에서 문의 가능)

편집장의 말:
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개관한지 만 2년이 되었습니
다. 그간 공동대표님의 도움을 비롯하여 많은 스테프
및 작가들이 성심성의껏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며
전시 후에도 즐겁고 좋은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공간 운영자로서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
법을 생각하다가 서로의 근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
장치로서 인사와 안부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
으로 특별한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. 이를
통해 인사를 대신하며...
김인선

발행 :
스페이스 윌링앤딜링
편집인:
한황수 인턴은 예술의 빛을 수상
한 후 헤어펌을 했다. (참고로 박
윤삼 코디의 헤어는 자연산으로
밝혀졌다.)

김인선
박윤삼
이신애
한황수

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6월 7일
두번째 생일을 맞이한다. 축하해
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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